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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 특성이 고려된 해상도 상 복원
(Image Super-Resolution with Text Handling 

Via Generative Adversai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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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딥러닝 모델  하나인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을 사용하여 자 

특성이 고려된 해상도 상 복원 방법을 제시한다. 기존의 해상도 상 복원 방법은 일반 인 상에 

한 특징들을 주로 학습하기 때문에 자 역의 복원에 해서는 부족한 성능을 보인다. 자 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일반 상의 특징과 구분되므로 이를 별도로 처리하기 한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데이터셋에 자를 추가하고, 일반 상에 한 학습과 자 상에 한 학습을 

나 어 수행하여 자 역에 해 개선된 해상도 복원 방법을 제시한다. 실험 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

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자가 포함된 상에 하여 복원의 품질이 향상되는 것을 보인다.

키워드: 상 처리, 해상도 상, 딥러닝, 생성   네트워크

Abstract We propose a text-image super-resolution method using a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 Because previous super-resolution methods mainly learned properties of natural 

images, the quality of restored text regions in a super-resolution image is relatively low. The 

characteristics of text images and natural images are different, requiring an additional process to treat 

property of texts. We solve the text-image super-resolution problem by training natural images and 

text images separately. We add some texts to the dataset and use them for training the network to 

handle tex regions as well as natural-image region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network produces better text-image quality in the super-resolution results.

Keywords: image processing, super-resolution, deep learning,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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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상도 상 복원은 컴퓨터 비  분야에서 통 으

로 다루어지던 문제 의 하나로, 목표는 해상도(LR) 

상이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고해상도(HR) 상을 복

원하는 것이다. 고해상도로 복원된 상은 물체나 자 

인식 등 타 연구 분야나 보안, 의료 상 개선 등 어 리

이션의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오

랫동안 해상도 상 복원 연구를 진행해왔다. 기에

는 bicubic 방식의 보간법이나 간단한 최 화 방식을 사

용하 지만, 그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더 좋은 성능을 내

기 하여 많은 데이터 셋 상들로부터 해상도-고해

상도 상 간의 계를 학습하여 이를 해상도 상 복

원에 사용하는 기계 학습 기반 방법들이 제시되어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계 학습 방법들  하나인 딥러닝 

련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를 해상도 상 복원

에 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여러 기법들이 제안

되었다. Dong et al. [1]은 컨볼루셔  신경망 네트워크

(CNN)를 해상도 상 복원에 목하여 LR 상과 

HR 상 간의 비선형  계를 학습하 고, Kim et al. 

[2]은 Dong et al.의 네트워크를 20개의 이어로 확장

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한, Ledig et al. [3]은 생성

  네트워크(GAN)을 해상도 상 복원에 사용

하여 상 디테일 복원의 품질을 높 다. 그림 1은 최근

의 딥러닝 기반 방법을 용한 해상도 상 복원 결

과를 보여 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방법들은 일반 인 상의 특징

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일반 상과 

다른 통계  특징을 갖는 자 역에 한 해상도 

복원의 품질은 다소 떨어지는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생성   네트워크(GAN)를 사용하

여 자 역의 복원에 특화된 해상도 상 복원 방

법을 제시한다. 복원 네트워크 구조는 Ledig et al. [3]

에서 제시한 구조를 기반으로 하되 기존 네트워크 구조

와 다르게 2개의 별자(discriminator)를 두어 일반 

상에 한 특징과 자 상에 한 특징을 구별지어 

학습하도록 하 다. 자 역에 한 별자를 학습시

키기 하여 기존의 일반 상 데이터 셋 이외에 자

가 삽입된 일반 상들과 그 자들에 해당하는 마스크

들을 추가로 사용한다. 자에 한 속성을 별도로 학습

함으로써 일반 역의 해상도 복원 품질을 유지하면

서도 자 역에 하여 기존의 네트워크보다 좀 더 

개선된 상을 얻을 수 있다.

2. 련 연구

해상도 상 복원 문제가 오래된 만큼, 많은 복원

(a) Bicubic (b) Result of [2] Ground Truth

그림 1 해상도 상 복원 시

Fig. 1 Examples of image super-resolution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학습 기반의 방법이

므로, 여기서는 이  연구들  제 기반의 연구들로 

한정하여 소개한다.

2.1 내부 상 패치를 이용한 해상도 상 복원

여러 연구들[4,5]이 내부 상 패치를 이용하여 해상

도 복원을 수행하 다. 실제 상들을 보면 복되는 정

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연구들은 그러한 경우에 

다른 외부 상 패치를 이용하는 것보다 내부 정보를 이

용하는 것이 상 복원 측면에 있어 더 효율 이라고 주

장한다. Singh et al. [6]은 상 패치를 특정 주 수의 

서  밴드(sub-band)로 나 고 이를 이용하여 각각의 

서  밴드 피라미드에서 복원하기에 가장 좋은 상 패

치들을 독립 으로 구한다. Huang et al. [5]은 기존의 

패치 탐색 공간을 어 인 변환 공간으로 확장시켰다.

2.2 외부 상 패치를 이용한 해상도 상 복원

상 내부가 아닌, 다른 상 패치들로부터 해상도-

고해상도 상과의 계를 이용하여 원하는 상의 해

상도를 높이려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이 방법들은 

부분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을 이용하는데, 최

근  이웃(nearest neighbor)[7], 이웃 임베딩(neighbor 

embedding)[8], 희소 표 (sparse presentation)[9] 등

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었다. 이런 방법을 사

용하기 해서는 많은 양의 외부 상 패치들에 하여 

모델링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비용은 꽤 크므로, 랜덤 

포 스트(random forest)[10]나 희소 딕셔 리(sparse 

dictionary)[11]를 사용하여 체 상 데이터베이스를 

쪼개어 계산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2.3 컨볼루셔  신경망 기반 해상도 상 복원

깊은 신경망 기술  상의 문맥  특징을 추출함에 

있어 좋은 성능을 보이는 CNN을 이용하여 해상도 

상 복원을 하려는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기존의 외부 

상 패치 기반 방법들은 해상도-고해상도 상 간의 

계를 패치 공간에서 모델링 하는 것에 비해, Dong et 

al. [1]이 제안한 SRCNN은 상 간의 비선형  계를 

상 공간에서 학습한다. 이후에 나온 VDSR [2]은 기존의 

SRCNN의 3계층을 20계층으로 확장하고, 잔여(residual) 

구조를 학습하여 학습 시간을 단축시켰다. Ki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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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해상도 상 복원 임워크의 이 라인

Fig. 2 Pipeline of our text-image super-resolution framework

[12]은 하나의 계층에서 재귀 으로 학습하게 함으로서 

학습에 필요한 라미터의 개수를 감소시켰다. 한, 

Ledig et al. [3]은 기존의 딥러닝 기반 방법들에서는 복

원하기 힘들었던 텍스쳐의 세 한 정보들을 살리기 

하여 생성   네트워크를 이용, 이  연구들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복원하 다. 이들은 세 한 정

보를 살리는데 방해가 되는 기존의 평균 제곱 오차

(MSE) 손실 함수 신 미리 학습된 VGG 네트워크[13]

를 기반으로 한 VGG 손실 함수를 사용하 다.

3. 자 상의 특징

일반 상 내의 자 역은 다른 역과 구분되는 

속성이 있는데, 그 특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 자 역은 주변 배경 역과 자의 경계 부분 에

서 픽셀의 밝기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

∙ 자 내부의 색은 보통 일정한 값으로 밝기 변화가 

거의 없다.

이와 같이 하나의 상 내에서도 일반 역과 자 

역의 통계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복원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자 역의 특징을 반 하기 해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다.

4. GAN 기반의 자에 특화된 해상도 상 복원

4.1 자 상에 특화된 네트워크 임워크

최근 딥러닝 기반 해상도 복원 연구들[1,2,12]에서 

사용된 평균 제곱 오차(MSE) 손실 함수는 해상도 복

원 결과의 평가 기   하나인 PSNR의 값을 향상시

키는데 유용하다. 하지만, MSE 함수를 사용하여 학습

된 네트워크의 결과물은 상이 흐릿해져 디테일이 훼

손되는 단 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하여,

Ledig et al. [3]은 MSE 함수 신 VGG 네트워크[13]

를 활용한 인지 손실 함수를 사용하고, GAN 네트워크

를 사용하여 기존에 복원할 수 없었던 텍스쳐의 디테일

을 복원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일반 상

을 학습하는 것에 목 을 두고 있으므로, 자 상에 

해서는 복원 능력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복원 네트워크 구조는 Ledig et 

al. [3]이 제안한 GAN 네트워크(SRGAN)를 기반으로 

하 다. 이에 추가하여, 3장에서 언 한 자 역의 특

성을 독립 으로 학습하기 해 상의 자 역을 

한 별자를 추가 으로 사용한다(그림 2).

4.2 교차  네트워크 학습

네트워크 학습 시에 데이터 셋을 일정 배치(batch) 

단 로 나 어 이를 기본 단 로 학습을 수행하는데, 한

번의 학습 시 일반 역, 자 역을 한 2번의 업데

이트를 교차 으로 수행한다.

첫 번째 업데이트 시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않은 데이

터 셋  으로 학습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일반 상 

역을 학습하기 한 단계로 일반 역 별자 
를 

이용한다(그림 1의 란 선). 별자는 복원 상  와 

고해상도 상 
의 차이를 구별하고, 생성자에서는 이

를 구별할 수 없도록 복원하는 방향으로 학습된다.

두 번째 업데이트 시 자 역에 한 속성만을 학

습하기 해 일반 상에 임의의 자를 생성한  (그림 

2(a))와 자를 생성한 치에 한 마스크 
(그림 2(b))

를 이용하여 학습을 수행한다. 이 때 
는 dilation 연

산이 수행된 마스크로, 생성자의 출력으로 나온    

자의 역에 해당하는 픽셀 값이 근처 배경의 픽셀 값

과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자 역 별자 
가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별자 
는  에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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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applied result

그림 3 두 번째 업데이트에서 사용되는 상  간 결과

Fig. 3 Images and intermediate results for using second update

용한 결과(그림 2(c))를 가짜 상, 
에 

를 용

한 상을 진짜 상으로 받아 이 둘의 차이를 잘 구별

할 수 있도록 학습되고, 생성자도 첫 번째 업데이트와 

마찬가지로 이 둘 간의 차이가 없도록 학습된다. 그림 3

은 두 번째 업데이트에 사용되는 상을 나타낸다.

4.3 손실 함수

 학습을 한 손실 함수는 Ledig et al. [3]이 제안

한 함수를 사용하 다.

  
  



은 content 손실 함수로, 미리 학습된 VGG network 

[13]을 기반으로 한 인지  VGG 손실함수를 사용하

으며 

 은 립 손실 함수이다.

5. 실험  실험 결과

학습 시 사용한 데이터 셋은 NTIRE 2017에서 열린 

해상도 상 복원 회에서 사용되었던 DIV2K 데이

터 셋이다. 임의의 자를 생성하기 하여 기존에 리 

쓰이는 serif 타입 꼴 3종, san-serif 타입 꼴 3종을 

사용하 으며 자 크기는 생성 시에 임의로 정하 다. 

자색은 가장 일반 인 흰색과 검정색으로 제한하 다. 

학습 시 배치 크기는 16, 학습률은 0.001로 두었다.

테스트 시 사용한 데이터 셋은 2015 IDCAR Focused 

Scene Text 데이터 셋으로 상의 주요 주제가 자로 

구성되어 있는 상들의 집합이다.

그림 4는 입력 상을 학습된 해상도 네트워크로 

복원한 결과이다. 기존 모델인 (a)의 결과는 자 역

에 하여 별도의 손실 함수를 용하지 않고 학습한 

네트워크의 결과[3]로, 자 주변 역이 번지는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

한 결과 (b)는 기존 모델에 비해 이러한 번짐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자 역에 하여 좀 더 선명한 결과

를 얻을 수 있으며 원본 상과의 PSNR 역시 높아짐

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GAN을 사용하여 자에 특화된 해

17.96dB 22.14dB

25.60dB 26.42dB

15.78dB 18.61dB

17.89dB 19.59dB

18.24dB 19.51dB

15.97dB 17.31dB

(a) SRGAN [3] (b) Proposed (c)Ground Truth

그림 4 기존 해상도 상 복원 방법과의 비교 결과

Fig. 4 Comparison with an existing super-resolution 

technique

상도 상 복원 방법을 제시하 다. 2개의 별자를 이

용하여 일반 상과 자 상의 통계  특징을 별도로 

학습하여 일반 상 내의 자 역에서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험 결과를 통해 해당 방법의 결과가 

기존 결과에 비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학습한 네트워크는 학습 데이터 셋에 

일정한 굵기의 자를 입력으로 사용하 다. 따라서 그

림 5와 같이 굵은 자 타입이 입력으로 주어졌을 경우,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여도 자 역이 뚜렷하게 복원

되지 않는다. 모든 경우에 따른 다양한 폰트를 고려하여 

임의로 데이터 셋 상을 생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러한 방법은 실제로 사용되는 모든 자의 폰트를 반

할 수 없는 한계 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의 일반 

상  자가 포함된 데이터 셋에서 자를 검출하여 

자동으로 각 역에 한 처리를 다르게 학습을 수행하

는 방법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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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dB 18.52dB

(a) SRGAN [3] (b) Proposed (c) Ground Truth

그림 5 해상도 복원 실패 이스

Fig. 5 Failure case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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